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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3년 8월 27일 

 

첫첫첫첫 번째번째번째번째 'TASTE NY' 장소가장소가장소가장소가 고속도로의고속도로의고속도로의고속도로의  NEW BALTIMORE 휴게소에휴게소에휴게소에휴게소에 설치설치설치설치 운영운영운영운영 

 

추가추가추가추가 장소들은장소들은장소들은장소들은 서부서부서부서부 및및및및 중부중부중부중부 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뉴욕주에 들어설들어설들어설들어설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Thruway의 New Baltimore 휴게소가 이제 뉴욕주에서 ‘Taste 

NY’ 제품을 년중 판매하는 첫 번째 장소가 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서부 및 중부 뉴욕주의 다른 

Thruway 휴게소에 추가 장소들이 곧 오픈할 것입니다. 

 

“I-87을 따라 매일 수 천 명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통행하기 때문에 New Baltimore 휴게소가 Taste 

NY 제품을 년중 판매하는 첫 번째 장소로 쉽게 선정되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Taste NY 캠페인은 바로 여기 뉴욕주에서 재배되고 생산되는 엄청난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통행로를 따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충성 소비자 리스트가 늘어나고 우리 주의 농업, 

요리 및 관광 산업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Cuomo 지사는 2013년 시정 방침 연설에서 수 십년 만에 뉴욕주 최대의 관광 캠페인 출범을 

발표하였습니다. ‘Taste NY’는 뉴욕주 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엠파이어 

스테이트에 더욱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하면서 뉴욕주에서 재배 또는 생산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약 6000만 달러짜리 계획의 핵심 요소입니다. 

 

Thruway가 선정한 ‘Taste NY’ 제품은 플라자의 Travel Mart 편의점 내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Thruway는 ‘Taste NY’ 제품을 판매할 첫 번째 장소들에 속하여 자랑스럽습니다”라고 

고속도로청장 Thomas J. Madison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의 필수 교통 동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 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직접 마케팅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많은 휴게소로 확장할 것입니다.” 

 

New Baltimore 휴게소는 HMS Host Corporation이 운영하는데, 북행 및 남행 차선의 많은 교통량과 

접근성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HMS Host는 뉴욕주 제품을 강조하기 위해 플라자의 Travel 

Mart를 개조하여 "매장내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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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Baltimore 휴게소에서 현재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입니다:  

• Ronnybrook Farms (Columbia 카운티) 

• Yancey’s Fancy New York Artisan Cheese (Genesee 카운티) 

• McCadam Cheese (Franklin 카운티) 

• Nelson Farms (Madison 카운티) 

• Red Jacket Orchards (Ontario 카운티) 

• Merle Maple Farm (Wyoming 카운티)  

• Mad Foodz (Allegany 카운티) 

• Joe’s Jerky (Oneida 카운티) 

• Rob Salamida Company (Broome 카운티) 

• 뉴욕주 메이플 생산업체들(전주) 

• 뉴욕주사과협회(전주) 

 

New Baltimore 휴게소의 Travel Mart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합니다.  이 트래블 

플라자는 I-87의 마일포스트 127 N/S에 위치하며 북행 및 남행 운전자 모두 접근 가능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